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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0년1월부터영상부호화표준의양대표준화단체인MPEG

과 VCEG에서는 JCT-VC라는 공동 협력팀을 구성하여

H.264/AVC 표준보다 2배 가량의 부호화 효율 향상을 목표로 한

HEVC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0년 10월 중국 광

저우에서 개최된 3차 회의에서 부호화 기술들의 평가를 통해

HEVC 표준의기반이될HM 1이결정되었다. 본고에서는엔트로

피부호화기술중변환계수주사기술, 병렬문맥처리기술, 변

환계수부호화기술을위주로HEVC 표준화에제안되고있는기

술및HM 1에포함된기술에대해서설명한다.

I. 서 론

최근 HD (High Definition) 및 UHD (Ultra High

Definition)와 같은 고해상도이면서 고품질인 영상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다양한 영상 응용 분야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영상 컨텐츠를 표

준이 완료된 지 오래된 H.264/AVC (Advanced

Video Coding) 표준 [1]을 비롯한 기존 영상 부호화

표준을사용해서는수요자가원하는수준의영상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를해결하고자영상부호화의양대표준화단체

인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과

VCEG (Video Coding Experts Group)에서는 2010

년 1월 일본 교토 회의에서 차세대 영상 부호화 표

준개발을위해JCT-VC (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라는 공동 협력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H.264/AVC 표준보다 2배 가량의 부호

화 효율 (coding efficiency) 향상을 목표로 한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표준의 CfP

(Call for Proposal)를 공표했다[2]. 이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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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010년 4월 독일 드레스덴 회의에는 전 세계

에서 개발된 27개의 영상 부호화 코덱 (codec)들이

비교 평가되었고, 이 중 순수 부호화 효율과 복잡도

대비 부호화 효율 측면에서 우수한 7개 코덱들의 기

술들을 조합해서 TMuC (Test Model under

Consideration) [3]을 결정했다. 이어지는 2010년 7

월 스위스 제네바 회의와 2010년 10월 중국 광저우

회의에서 여러 부호화 기술들의 평가를 통해 HEVC

표준의 기반이 될 HM (HEVC Test Model) 1 [4]이

결정되었다.

HM 1은 고효율 설정 (high efficiency confi-

guration)과 저복잡도 설정 (low complexity

configuration) 모두에서 사용 가능한 코덱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으며, 고효율 설정에서는 H.264/AVC의

CABAC (Context-Adaptive Binary Arithmetic

Coding) [5]에 기반하여 문맥 모델 (context model)

처리의 병렬화 (parallelism)를 통한 처리량

(throughput) 증대와 부호화 효율 관점에서 개선한

변환 계수 부호화 (transform coefficient coding) 방

법을 사용하고, 저복잡도 설정에서는 H.264/AVC의

UVLC (Universal Variable Length Coding)와

CAVLC (Context-Adaptive Variable Length

Coding) [1]보다 부호화 효율 뿐만 아니라 복잡도

측면에서도 향상시킨 LCEC (Low Complexity

Entropy Coding) [6]를포함하고있다.

본 고에서는 엔트로피 부호화 (entropy coding)

기술 중 변환 계수 주사 (transform coefficient

scanning) 기술, 병렬 문맥 처리 (parallel context

processing) 기술, 변환 계수 부호화 기술을 위주로

HEVC 표준화에 제안되고 있는 기술 및 HM 1에 채

택된 기술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어지는 II장에서는

변환 계수 주사, 병렬 문맥 처리, 변환 계수 부호화

별로HEVC 표준화에제안되고있는HEVC 변환계

수 부호화 기술 동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III장에서

는 HM 1에 채택된 변환 계수 부호화 기술에 대해서

분석하고, IV장의결론을끝으로본고를마친다.

II. HEVC 변환계수부호화기술동향

2010년 4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개최된 1차

JCT-VC 회의에는 HEVC 표준의 CfP 응답으로 제

출된 27개의 코덱들에 대한 성능 평가가 이루어졌

다. 그중9개의코덱과1개의기술기고에서새로운

형태의 변환 계수 부호화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9개

의 코덱 중 가변 길이 부호화 (variable length

coding)를 이용하는 변환 계수 부호화 방법들을 바

탕으로TE (Tool Experiment) 4가만들어졌다.

2010년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2차

JCT-VC 회의에는 변환 계수 부호화와 관련하여 2

개의 기술 기고들이 제안되었다. 또한 CABAC에서

변환 계수를 부호화할 때 사용되는 문맥 모델의 처

리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2개의 기술 기고도 함께 제

안되었다. 가변 길이 부호화에 대한 실험을 위해서

TE4가 만들어졌으며, 병렬 문맥 처리에 대한 실험

을 위해 TE8이 만들어졌다. 병렬 문맥 처리는 TE8

뿐만아니라병렬엔트로피부호화(parallel entropy

coding) 애드혹 그룹 (AhG: Adhoc Group)에도 포

함되어연구가진행되었다.

2010년 10월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된 3차 JCT-

VC 회의에는 변환 계수 부호화 관련 기술 기고 11

개와 TMuC에 포함된 변환 계수 부호화 기술들의

실험에대한4개의기고서들이검토되었다. HM 1의

고효율 설정에서는 CABAC과 HHI에서 제안한 변

환 계수 부호화 (HHI_TRANSFORM_CODING)

[7]와 병렬 문맥 처리 [8, 9]가 채택되었고, 저복잡

도 설정에서는 LCEC와 함께 Cisco와 Nokia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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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문서구분 기고서번호 기고서제목 기관 기술분류

JCTVC-A109 Video coding technology proposal by Mediatek MediaTek 변환계수주사

France Telecom, 

JCTVC-A114
Video coding technology proposal by France Telecom, NTT, NTT DoCoMo,

변환계수부호화
NTT, NTT DoCoMo, Panasonic and Technicolor Panasonic and

Technicolor

JCTVC-A115 Video coding technology proposal by Fujitsu Fujitsu 변환계수부호화

JCTVC-A116 Video coding technology proposal by Fraunhofer HHI HHI 변환계수주사및부호화

JCTVC-A117 Video coding technology proposal by Toshiba Toshiba 변환계수주사

JCTVC-A119
Video coding technology proposal by Tandberg, Tandberg, Nokia, 

변환계수부호화
Nokia, Ericsson and Ericsson

JCTVC-A121 Video coding technology proposal by Qualcomm Qualcomm 변환계수주사및부호화

JCTVC-A124 Video coding technology proposal by Samsung Samsung and BBC 변환계수주사

JCTVC-A125 Video coding technology proposal by BBC BBC and Samsung 변환계수주사

기술기고 JCTVC-A020
Predictive adaptive transform coefficient scan Santa Clara University 변환계수주사

ordering for inter-frame coding and Huawei

TE 서술 JCTVC-A304 Variable Length Coding Tool Experiment JCT-VC 변환계수부호화

JCTVC-B070
Proposal on improved entropy coding method for

Mitsubishi 변환계수부호화
DCT coefficients

JCTVC-B098
Variable length coding for coded block flag and

Qualcomm 변환계수부호화
large transform

JCTVC-B036 Improved parallelism for V2V entropy coding in HEVC RIM 병렬문맥처리

JCTVC-B088
Parallel context processing techniques for high 

TI 병렬문맥처리
coding efficiency entropy coding in HEVC

TE 서술
JCTVC-B304 Variable Length Coding Tool Experiment JCT-VC 변환계수부호화

JCTVC-B308 Tool Experiment 8: Parallel entropy coding JCT-VC 병렬문맥처리

AhG 보고 JCTVC-C008 AHG report: Parallel entropy coding JCT-VC 병렬문맥처리

TE 보고
JCTVC-C261 TE4: Summary of TE4 on variable length coding JCT-VC 변환계수부호화

JCTVC-C223 TE8 Report JCT-VC 병렬문맥처리

JCTVC-C106 Symmetry-based scan order sharing scheme for MDDT Huawei 변환계수주사

JCTVC-C114 Zigzag scan for CABAC/PIPE Motorola 변환계수주사

JCTVC-C205 Low-complexity adaptive coefficient scanning Samsung 변환계수주사

JCTVC-C250 Low complexity adaptive coefficient scanning Qualcomm 변환계수주사

JCTVC-C152 Context-adaptive hybrid variable length coding Cisco Systems 변환계수부호화

JCTVC-C210
Efficient coefficient coding method for large 

Samsung 변환계수부호화
transform in VLC mode

JCTVC-C185
Recent improvements of the low complexity entropy

Cisco and Nokia 변환계수부호화
coder (LCEC) in TMuC

JCTVC-C263 Improvements on VLC Qualcomm 변환계수부호화

JCTVC-C227 Parallelization of HHI_TRANSFORM_CODING TI 변환계수주사

JCTVC-C062 TE8: TI parallel context processing (PCP) proposal TI 병렬문맥처리

JCTVC-C249 TE8: Reports on V2V coding and context modeling by RIM RIM 병렬문맥처리

JCTVC-C049
TE12.4: Transform coding HHI tested against Samsung

HHI 실험결과보고
proposal by Fraunhofer HHI

JCTVC-C059
TE12: Evaluation of transform coefficient coding

TI 실험결과보고
(HHI_TRANSFORM_CODING)  with tool breakdown

JCTVC-C203 TE12.4: Experimental results of transform coefficient coding Samsung 실험결과보고

JCTVC-C196 TE12.6: Results for LCEC_PHASE2 tests by Nokia Nokia 실험결과보고

TE 서술
JCTVC-C505 Low Complexity Entropy Coding Improvements JCT-VC 변환계수부호화

JCTVC-C511 CE11: Coefficient scanning and coding JCT-VC 변환계수주사및부호화

<표 1> 변환 계수 부호화 관련 문서

3차회의

2차회의

1차회의

CfP 응답

기술기고

기술기고

실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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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LCEC phase 2 [10]가 기본적인 엔트로피 부

호화 기술로 채택되었다. 변환 계수 부호화 관련해

서 LCEC의 부호화 효율 향상을 위한 CE (Core

Experiment) 5, HHI의 변환 계수 부호화 기술과 다

양한 변환 계수 주사 방법들의 조합에 따른 부호화

효율및복잡도평가에대한실험을위해CE11가만

들어졌다.

HEVC 표준화에서 기고되었거나, 회의의 출력 문

서(output document)로나온문서는<표1>과같이

정리된다. 이어지는 각 절에서는 <표 1>에 정리된

기술들을변환계수주사, 병렬문맥처리, 변환계수

부호화로분류하여간략히소개한다.

1. 변환 계수 주사 기술

변환 계수 부호화 기술 중 HEVC 표준화에서 제

안되고 있는 변환 계수 주사에 대해 먼저 설명한다.

변환 계수 주사는 2차원 형태로 처리된 변환 블록

내의 변환 계수들을 부호화하기 위해 1차원 형태로

정렬하는방법을의미한다.

먼저, Santa Clara University와 Huawei는

JCTVC-A020 기고를 통해 화면 간 블록에서 변환

계수주사를제안했으며, 제안한방법은이전영상에

서 화면 간 예측 모드 (inter prediction mode), 변환

크기 (transform size)에 따라 각 주파수 위치 별로

수집된 변환 계수 값의 합에 따라 주사 순서를 결정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특정 영상이 손실되

었을 경우 변환 계수 주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에러강인성(error resilience) 문제를발생시킨다.

MediaTek은 JCTVC-A109에서 화면 내 블록을

위한 변환 계수 주사를 제안했다. 변환 계수의 주사

되는위치를기록하는테이블(table)과변환계수의

값이 0이 아닌 계수의 확률을 기록하는 테이블을 이

용해서 변환 계수 주사 순서를 적응적으로 결정한

다. 테이블들은 화면 내 예측 모드 (intra prediction

mode)와변환커널(transform kernel)에 따라정의

되고, 0이 아닌 계수의 확률이 높을수록 먼저 주사

되도록테이블을정렬한다.

Toshiba는 MediaTek에서 제안한 방법과는 달리

각각의 화면 내 예측 모드에 따라 고정된 변환 계수

주사를사용할것을JCTVC-A117에서제안했다..

Qualcomm은 JCTVC-A121 기고를 통해 화면

내 예측 모드에 따라 적응적 변환 계수 주사를 사용

했다. 제안한 방법은 슬라이스 (slice) 시작 시 초기

주사 순서로 초기화하고, 변환 계수의 값이 0이 아

닌 계수의 위치마다 카운트 (count)를 증가시킨다.

하나의 매크로블록 (macroblock)이 처리될 때마다

주사 순서를 갱신 (update)하고, 갱신된 주사 순서

로 다음 매크로블록의 변환 계수를 주사한다. 이 방

법은 VCEG KTA (Key Technical Area)에서 제안

된 MDDT (Mode Dependent Directional

Transform)에 포함되어 사용된 적응적 변환 계수

주사와 동일하며 27개의 코덱들 중 KTA의 MDDT

를 그대로 이용한 코덱들은 Qualcomm에서 제안하

는 방법과 동일한 적응적 변환 계수 주사를 사용한

다. 또한 Qualcomm은 JCTVC-C250에서 기존에

제안한적응적변환계수주사의복잡도를감소하기

위해 저복잡도 적응적 계수 주사를 제안했다. 이 방

법은 주사 순서를 갱신할 때, 모든 변환 계수 위치에

대해 정렬하여 주사 순서를 결정하지 않고, 특정 변

환 계수 위치에서 0이 아닌 변환 계수의 발생 빈도

를 바로 이전 변환 계수 위치와 비교하여 서로간의

주사 순서를 변경한다. 이를 통해 0.04%의 비트율

(bitrate) 증가를보였지만, JCTVC-A121에서제안

한 적응적 변환 계수 주사의 복잡도를 반 정도 감소

할 수 있었다. 이때, 비트율 증가는 BD (Bj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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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egaard Delta)-RATE의증가를의미한다[11].

Samsung은 변환 계수 부호화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응적 변환 계수 주사를 JCTVC-A124,

JCTVC-A125, JCTVC-C205에서 제안했으며, 약

0.3~0.5%의 비트율을 절감했다. 이 방법은 <그림

1>과 같이 변환 유닛 (transform unit) 단위로 지그

재그 (zig-zag) 주사, 가로 방향 주사, 세로 방향 주

사의 세 가지 주사 방식 중 율-왜곡 (rate-

distortion) 관점에서 우수한 주사 방식을 결정하고

어떤 주사 방식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복호화기

(decoder)로 전송하기 때문에 부호화기 (encoder)

에서의복잡도를증가시킨다.

Huawei는 JCTVC-C106을 통해 MDDT에서 사

용되는 적응적 변환 계수 주사의 주사 맵 (scan

map) 개수를 줄이기 위해, 화면 내 예측 모드에 따

라서 각각의 주사 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총 4

개의 주사 맵을 화면 내 모드에 할당하여 사용한다.

이 방법을 통해서 부호화 효율 저하 없이 주사 맵을

저장해야 할 메모리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이 기고

에서는 적응적 변환 계수 주사에서 주사 순서의 갱

신은 부호화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

고했다.

Motorola는 HHI의 변환 계수 부호화에서 사용되

는 적응적 대각선 주사를 메모리 요구량이나 계산

복잡도에서 효율적인 지그재그 주사로 대체할 것을

JCTVC-C114에서 제안했다. 적응적 대각선 주사

대신 지그재그 주사를 사용할 경우, 약 0.1~0.2%의

비트율증가가있었다.

마지막으로, TI (Texas Instruments)는JCTVC-

C227 기고에서 HHI의 변환 계수 부호화를 사용할

<그림 1> Samsung의 지그재그 주사, 가로 방향 주사, 세로 방향 주사

<그림 2> TI의 파형 주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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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림 2>와 같은 파형 (waveform) 주사를 제안

했다.

이 주사 방식은 HHI의 변환 계수 부호화에서 사

용되는 주사 방식처럼 이전 주사에 따라 현재 주사

가 달라지지 않고, 하위 주사 (sub scan) 별로 병렬

화하여 주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방

법은 HHI의 적응적 대각선 주사 대비 약 0.1~0.3%

의비트율증가를보인다.

2. 병렬 문맥 처리 기술

CABAC에서 사용하는 문맥 모델 선택 (context

model selection)은 직렬화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전

체 복호화 프로세스의 처리량을 제한하여 병목

(bottleneck) 현상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이런 병목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문맥 모델 처리 능력을 향

상시키기위한방법들이제안되고있다.

RIM (Research In Motion)은 JCTVC-B036과

JCTVC-C249를 통해 변환 계수 부호화 때 사용되

는 문맥 모델 선택의 처리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CABAC의중요맵(significance map)의부호화시에

significant_coeff_flag와 last_significant_coeff_flag의

부호화 순서를 변경하고 두 가지의 문맥 모델 선택

방법을 제안했다. 첫 번째 방법은 다수의 빈 (bin)의

문맥 모델을 한꺼번에 선택하며, 두 번째 방법은 문

맥 모델의 확률 갱신을 지연하여 처리한다. 첫 번째

방법은 문맥 모델 선택을 병렬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문맥 모델을 저장해야 할 테이블의 크기가

커지는 단점과 문맥 모델 갱신 시 문제를 가지고 있

다. 두번째방법으로매4개의빈마다확률을갱신할

경우4개의빈을병렬처리할수있는장점이있지만

부호화효율이약0.5%~0.7% 가량감소한다.

TI가 JCTVC-B088과 JCTVC-C062에서 제안

한 세 가지 병렬 문맥 처리 방법들 중 두 가지 방법은

Ⅲ. HM 1 변환 계수부호화기술에서 보다상세히 설

명되며, 나머지한가지방법에대해서설명한다. 이방

법은 RIM에서 제안한 병렬 문맥 처리와 유사하게 중

요맵의부호화시에사용되는significant_coeff_flag와

last_significant_coeff_flag의 부호화 방법을 변경한

다. 기존의CABAC 방법처럼significant_coeff_flag가

1일 경우에만 last_significant_coeff_flag를 전송하지

않고, N개의 significant_coeff_flag를 전송한 뒤에

last_significant_coeff_flag를 하나씩 전송한다. <그림

3>은 4개의 significant_coeff_flag를 전송한 뒤에

last_significant_coeff_flag를 전송하는 예제이다. TI

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전송해야 할

last_significant_coeff_flag의 개수는 줄어들지만, 전

송해야 할 significant_coeff_flag의 개수는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부호화 효율은 조금 감소하게 되지만,

중요 맵을 부호화하는데 필요한 빈의 개수는 전체적

으로줄어든다.

3. 변환 계수 부호화 기술

France Telecom, NTT, NTT DoCoMo,

Panasonic, Technicolor는JCTVC-A114를통해변

<그림 3> TI의 중요 맵 부호화 방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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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계수 부호화 시 중요 맵을 부호화하기 위한 제로

트리 부호화 (zerotree coding)을 제안했다. 제로트

리를 이용해서 어떤 변환 계수 값이 0이 아닌지에

대해 전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 산술

부호화 (binary arithmetic coding)에 기반한 엔트로

피부호화방법을사용했다.

Fujitsu는 CABAC을 이용해서 변환 계수를 부호

화할 때, 주변 복원된 블록들의 화소 및 부호화 대상

블록의 복원된 화소를 이용해 변환 계수의 부호

(sign) 정보를 예측하는 방법을 JCTVC-A115에서

제안했다. CABAC은부호정보부호화시에문맥모

델을 사용하지 않고 양과 음의 부호 각각에 대해서

50%:50%의 확률을 가지게 하고 이진 산술 부호화

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서

부호 정보를 효율적으로 부호화하여 약 1% 정도의

비트율절감을얻었다.

Qualcomm은 JCTVC-A121의 변환 계수 부호화

에서 런 (run), 레벨 (level), EOB (End Of Block) 정

보를 가변 길이 부호 (VLC: variable length code)를

이용해서결합부호화하는 방법을사용했다. 영상의

특성 및 부호화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환 크기

(transform size) 당 4개의 VLC 테이블을 설계했고,

가장 적합한 VLC 테이블에 대한 색인은 슬라이스

헤더(slice header)에서전송했다.

Mitsubishi는 JCTVC-B070에서 블록 크기가 큰

변환 블록에 대한 변환 계수 부호화 시 1보다 큰 마

지막 변환 계수의 위치를 전송해 주는 방법을 제안

했다. 이방법은큰변환블록이사용될경우, 고주파

수 영역에 존재하는 계수들의 절대값은 대부분 1이

며, 이러한 계수들을 보다 잘 부호화하기 위해 변환

계수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계수들 중 가장 높은 주

파수에 있는 계수인지 아닌지에 대한 플래그 (flag)

를<그림4>와같이이용한다. 해당플래그가1인위

치보다 더 높은 주파수 위치에 존재하는 계수들의

절대값은 1이기 때문에 해당 계수들에 대해서는 부

호 정보만 더 필요로 한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약

0.1%~0.2%의비트율을절감할수있었다.

Qualcomm은 JCTVC-B098에서 블록 크기가 큰

16x16 이상의 변환 블록에 대해 변환 후 주사 순서

상 64번째까지 위치한 변환 계수들만 모아 8x8 블

<그림 4> Mitsubishi의 변환 계수 부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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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단위로 부호화했다. 16x16 이상의 변환 블록에

서 매 N번째 변환 계수를 추출하여 N개의 8x8 블록

을 구성하고 모든 8x8 블록에 대해 변환 계수 부호

화하는 기존 방법보다 약 2% 가량의 비트율 절감을

얻을수있었다.

Cisco Systems는0이아닌변환계수들의 분포가

저주파수 (low frequency) 영역과 고주파수 (high

frequency) 영역에서서로다른형태를보이는것에

기반하여, 다수개의 코드 테이블을 사용하는 가변

길이 부호화 방법을 JCTVC-C152를 통해 제안했

다. 코드 테이블은 주변 부호화된 블록과 현재 블록

에서부호화된영역을이용하여문맥적응적으로선

택된다.

Samsung은 JCTVC-C210을 통해서 LCEC가 사

용될때, 블록크기가큰변환블록의변환계수를부

호화하는방법에대해제안했다. 즉, LCEC에서사용

하는블록크기가큰변환블록에서저주파수의8x8

영역만부호화하는방법을16x16, 32x32, 64x64 변

환 블록에서 전체 블록의 변환 계수를 부호화할 수

있게 확장했다. 또한, 16x16, 32x32, 64x64 변환 수

행후저주파수의16x16 영역에포함되는변환계수

만 부호화하는 방법도 비교 실험했다. 두 방법 모두

약2% 미만의비트율절감을보였다.

Qualcomm이 JCTVC-C263을 통해 제안한 방법

은 화면 내 블록에 대해 런의 개수와 변환 계수의 절

대값이 1보다 큰지 아닌지에 대한 플래그를 부호화

할 때 새로운 VLC 테이블을 생성해서 사용하고, 변

환 계수의 절대값 혹은 변환 계수 개수의 합에 대한

파라미터(parameter)를이용해서새로생성한VLC

테이블을적응적으로선택한다. 이방법을통해서기

존방법대비약2%의비트율절감을얻었다.

III. HM 1 변환 계수 부호화 기술

HM 1에는 <표 2>와 같이 고효율 설정과 저복잡

도 설정에 따라 변환 계수 부호화 기술들이 나뉘어

져있다. 이장에서는HM 1에포함된다양한엔트로

피 부호화 기술 중 변환 계수 주사, 병렬 문맥 처리,

변환계수부호화에초점을맞추어설명한다.

1. 고효율 설정의 변환 계수 부호화 기술

HM 1의 고효율 설정에서는 H.264/AVC의

CABAC을 기본적인 엔트로피 부호화 기술로 사용

하고, 추가적으로 적응적 대각선 주사, 중요 맵과 변

환 계수의 문맥 모델 (context model) 선택을 포함

하는 HHI의 변환 계수 부호화, 변환 계수의 문맥 모

델 선택 시에 처리량 증대를 위한 병렬 문맥 처리를

포함한다. 특히, PIPE (Probability Interval

HM 1 Entropy Coding

High Efficiency Configuration Low Complexity Configuration

HHI_TRANSFORM_CODING (JCTVC-A116)
LCEC Phase 0, Phase 1, Phase 2

CABAC Coefficient sign PCP, Coefficient BinIdx 0 PCP
(JCTVC-A119, JCTVC-C185)

(JCTVC-B088, JCTVC-C062)

<표 2> HM 1에 채택된 변환 계수 부호화 관련 엔트로피 부호화 기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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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tioning Entropy) [7]및 V2V (Variable-

length-to-Variable-length) [12]는 CABAC과 동

등한 수준의 부호화 성능을 보이면서 빈 단위로 엔

트로피 부호화의 병렬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지

만, CABAC 대비 높은 메모리 요구량, 불분명한 계

산 복잡도와 처리량으로 인해 HM 1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 HHI의 변환 계수 부호화

HHI의변환계수부호화는기존CABAC과비교해

서 크게 세 가지의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 가

지 방법을 모두 사용할 경우 CABAC 대비 약

1.3%~2.0%의 부호화 효율 향상을 보인다 [7]. 하지

만이방법들은문맥모델처리시에복잡도를증가시

켜서 처리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병렬화를 하기 힘든

단점이있으므로, 이런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이

필요하다. HHI의 변환 계수 부호화에 포함된 각각의

기술들은아래의각절에서보다자세히설명한다.

① 적응적 대각선 주사

변환계수의적응적대각선주사는기존의지그재

그 주사와 달리 <그림 5>에서 나타난 대로 좌하단

(bottom-left) 대각선주사와우상단(top-right) 대

각선주사를번갈아가면서수행한다.

변환 계수가 포함된 변환 유닛을 주 대각선 (main

diagonal)을 중심으로 좌하단 영역과 우상단 영역으

로 나눈 뒤, 좌하단 영역에서 발생한 0이 아닌 중요

변환 계수(significant transform coefficient)가 발생

한 개수 (count)와 우상단 영역에서 발생한 중요 변

환 계수의 개수에 따라 좌하단 주사 방식을 사용할

지 우상단 대각선 주사 방식을 사용할지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좌하단 영역에서 발생한 중요 변환 계

수의 개수가 우상단 영역에서 발생한 중요 변환 계

수의 개수보다 클 경우 다음 대각선 주사 방식은 <

그림 5>에서 마지막 주사 방식처럼 좌하단 영역에

서 우상단 영역으로 향하는 우상단 대각선 주사 방

식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적응적 대각선 주사는 변

환 유닛 내에서 발생한 변환 계수의 위치에 따라 적

응적 주사를 하므로 약 0.2%~0.4%의 비트율을 절

감할수있다[13].

② 중요 맵의 문맥 모델 선택

중요 맵은 H.264/AVC와 마찬가지로 <그림 6>과

같이 significant_coeff_flag와 last_significant_

coeff_flag를이용해서부호화된다. 

significant_coeff_flag는 해당 위치의 변환 계수 값

이 0인지 아닌지에 대한 플래그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림 5> HM 1의 적응적 대각선 주사 <그림 6> HM 1의 중요 맵 부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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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significant_coeff_flag는 해당 위치의 중요 변환

계수가변환유닛내에서마지막위치인지를나타낸

다. 여기서 중요 변환 계수는 변환 계수의 절대값이

0이 아닌 변환 계수를 의미한다. 즉, last_significant_

coeff_flag는 변환 유닛 내에서 가장 마지막 중요 변

환 계수일 경우 1, 그렇지 않은 중요 변환 계수일 경

우0의값을가진다.

significant_coeff_flag의 문맥 모델 선택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면, 부호화할 변환 계수가 포함된 변환

유닛의 크기가 4x4일 경우, 다시 말해 4x4 변환이

수행된 경우, 각 변환 계수의 위치당 각각의 문맥 모

델을가진다. 즉, 4x4 변환 유닛내각주파수위치당

significant_coeff_flag를 부호화하기 위한 서로 다른

문맥 모델 16개를 사용한다. 변환 유닛의 크기가

8x8일 경우, 8x8 변환 유닛은 16개의 2x2 크기의

하위 유닛 (sub unit)으로 나눠지고, 각각의 2x2 하

위 유닛은 하나의 문맥 모델을 가지게 되어 총 16개

의 문맥 모델을 사용한다. 8x8 변환 유닛보다 클 경

우, significant_coeff_flag를 부호화하기 위한 문맥 모

델은변환유닛내에서최대10개의주변significant_

coeff_flag의개수에따라선택된다<그림7(a)>에서

총 11개의 주변 significant_coeff_flag의 개수를 계산

할 수 있는데, 적응적 대각선 주사 방식에 따라서 최

대 10개까지만 계산된다. 만약, 부호화하는

significant_coeff_flag의 변환 유닛 내 위치가 (0,0),

(0,1), (1,0), (1,1)인 경우, 각각의 위치에 따른 문맥

모델이 선택되며, 부호화하는 significant_coeff_flag

의 변환 유닛 내 위치가 상단 경계이거나 좌측 경계

일 경우, <그림 7(b)>와 <그림 7(c)>에 해당하는 주

변 significant_coeff_flag의 개수에 따라 문맥 모델을

선택한다. 8x8 변환 유닛보다 클 경우도 총 16개의

서로다른문맥모델을사용한다.

last_significant_coeff_flag의 문맥 모델은 기본적

으로 변환 유닛 내에서 좌상단 꼭지점을 기준으로

부호화할 last_significant_coeff_flag의 위치에 따라

서로다른16개의문맥모델중어떤문맥모델을사

용할지를 선택한다. 변환 유닛의 크기가 4x4인 경

우, significant_coeff_flag와동일한방법으로문맥모

델을 선택하며, 변환 유닛의 크기가 8x8보다 큰 경

우, 변환 유닛 내에서 부호화할 last_significant_

coeff_flag의위치에따라아래식(1)을통해계산된

ctxInc을 이용해서 문맥 모델을 선택한다. ctxInc는

H.264/AVC의 문맥 모델 선택을 위한 ctxIdxInc와

동일한역할을한다.

ctxInc = (x + y) >> (log2BlockSize - 3)  (1)

<그림 7> HM 1의 변환 계수 부호화에서 문맥 모델 선택에 사용되는 주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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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lockSize는 변환 유닛의 한 변의 크기를

나타내며, x와 y는 각각 변환 유닛 내 (x, y) 위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8x8 변환 유닛에서 부호화할

last_significant_coeff_flag의 위치가 (1, 3)일 경우,

위의 식을 통해 계산되는 ctxInc는 4가 된다. 중요 계

수맵의문맥모델선택은주변에존재하는중요변환

계수 및 정수 여현 변환 (integer cosine transform)을

수행하면대부분좌상단의저주파수영역에중요변

환 계수가 모인다는 점을 이용하여 약 0.9%~1.4%

의비트율절감을얻었다[13].

③ 변환 계수의 문맥 모델 선택

변환 유닛의 크기가 4x4인 경우, 변환 계수의 문

맥 모델 선택 방법은 H.264/AVC와 동일하게 수행

된다. 반면에 변환 유닛 크기가 4x4보다 클 경우에

는 <그림 8>과 같이 해당 변환 유닛이 다수 개의

4x4 하위 유닛으로 구성되며, 각 하위 유닛 내의 변

환 계수는 H.264/AVC과 동일하게 역 지그재그 주

사를이용하여변환계수의문맥모델을선택한다.

H.264/AVC에서각4x4 변환블록은변환계수의

빈 색인 (bin index)에 따라서 총 10개의 문맥 모델

을 가진다. 이때, 빈 색인이 0인 경우 5개의 문맥 모

델을 가지고, 그 밖의 경우에 5개의 문맥 모델을 가

진다. 변환 계수 값은 H.264/AVC에서 하나의 구문

요소(syntax element)인coeff_abs_level_minus1에

의해 표현되지만, TMuC에 의하면 coeff_abs_

level_minus1은변환계수의절대값이1보다큰지에

대한 구문 요소인 coeff_abs_greater_one와 변환 계

수의 값을 표현하는 구문 요소인 coeff_abs_

level_minus2로 나눠서 처리된다.1) 여기서 H.264/

AVC의 변환 계수 표현 방법과 TMuC에서의 변환

계수 표현 방법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만, TMuC에

서는 빈 색인에 따라 문맥 모델의 처리 방법이 달라

지기 때문에 변환 계수의 구문 요소를 둘로 구분하

고있다. 즉, H.264/AVC에서변환계수의문맥모델

을 빈 색인에 따라 10개를 가진 것과 동일하게 각

4x4 변환 유닛에서 coeff_abs_greater_one와 coeff_

abs_level_minus2은각각5개의문맥모델을가진다.

이들의 문맥 모델은 유닛 내에서 이전에 부호화된

해당 구문 요소들의 개수에 의해 결정되며, 각 구문

요소 개수의 최대값은 4로 정해져서, 전체 5개의 문

맥 모델들 중에 하나가 선택된다. 또한 coeff_

abs_level_minus2에 대해 부호화하게 되면 coeff_

abs_greater_one의개수는0으로초기화된다.

앞서언급된4x4 변환유닛에서문맥모델을선택

하는 방법은 변환 유닛 크기가 4x4 보다 클 경우에

도 확장되어 적용된다. 변환 유닛 크기가 4x4보다

클 경우, 해당 변환 유닛 내에 다수의 4x4 하위 유닛

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4x4 하위 유닛들에서

coeff_abs_greater_one와 coeff_abs_level_minus2의

부호화를 위해 사용되는 문맥 모델의 개수는 총 30<그림 8> HM 1의 변환 계수 및 변환 유닛의 주사

1) 본고작성당시HM 1 Working Draft [4]의 작성이완료되지않아서, 가장최신TMuC 문서[3]를참조하여본내용을작성하였으므로, 차후관련내
용은변경될수있다.



88 방송공학회지 15권 4호

496   특집: 차세대비디오압축기술HEVC

개이며, 문맥 모델의 선택은 지그재그 주사 순서상

바로 이전 하위 유닛 내에 존재하는 중요 계수들의

전체 개수와 유닛 내에서 이전에 부호화된 해당 구

문 요소들의 개수에 의해 결정된다. 변환 계수의 문

맥 모델 선택 방법을 통해서 약 0.1%~0.2%의 비트

율을절감할수있다[13].

2) 병렬 문맥 처리

HEVC 표준화에서는 병렬화를 통해 CABAC의

처리량을 증가시키고자, 빈-단위 병렬화, 구문 요

소-단위 병렬화, 슬라이스-단위 병렬화 등이 제안

되고있다. 하지만기존CABAC의문맥모델처리가

가지고있는직렬화된특성으로인해엔트로피부호

화기의 전체 처리량을 증가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차 회의 때부터 TI

와 RIM에서 문맥 모델 처리를 병렬화할 수 있는 방

법에 대해 제안하고 있으며 3차 회의 때 TI의 변환

계수에대한병렬문맥처리가HM 1에채택되었다.

HM 1의 병렬 문맥 처리는두 가지의방법을통해

서 이루어진다. 변환 계수 값과 변환 계수의 부호 정

보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방법과 변환 계수 값의 빈

색인에 따라 문맥 모델을 분리하여 처리하는 방법

이 이에 포함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순서를 단순히 재배열함으로써 문맥 처리

에서 병렬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의

병렬 문맥 처리 방법을 통해서 부호화 효율에서 손

해 없이 문맥 모델 처리 능력을 약 2.2~2.6배 가량

높였다[9].

① 변환 계수 값과 부호 정보의 병렬 문맥 처리

H.264/AVC에서 변환 계수 값은 문맥 모델을 사

용해서 부호화되지만, 부호 정보는 문맥 모델을 사

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맥 모델의 처리량을 높이

기 위해 <그림 9>와 같이 기존에 변환 계수 부호 정

보가변환계수값에인터리빙(interleaving)되어부

호화되던 형태를 변환 계수 값과 변환 계수의 부호

정보를분리하여부호화한다.

② 변환 계수의 빈 색인에 따른 병렬 문맥 처리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변환 계수 값이 이진화

(binarization)되어생성되는빈열(bin sequence)은

빈 색인에 따라 각각 다른 문맥 모델을 사용해서 부

호화된다. 보다 자세하게 빈 색인이 0인 경우와 0보

다 큰 빈 색인에서 서로 다른 문맥 모델을 사용하므

로, 하나의변환유닛내에서모든변환계수값들중

빈색인이0인빈들은0보다큰빈색인인빈들과병

렬적으로 문맥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즉, <그림

10>과 같이 coeff_abs_greater_one와 coeff_abs_

level_minus2를 분리하여 부호화함으로써, 각각

의 구문 요소의 문맥 모델을 병렬적으로 처리할

<그림 9> H.264/AVC에서 변환 계수 값과 부호 정보가 인터리빙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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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 저복잡도설정의변환계수부호화기술

HM 1의저복잡도설정에는H.264/AVC의UVLC

및 CAVLC를 개선한 엔트로피 부호화 방법인

LCEC를사용한다. LCEC는[6]에기반한기술이며,

각 구문 요소들은 고정길이 부호 (fixed length

code) 및 UVLC와 유사한 VLC 테이블을 이용하여

부호화되며, 이 VLC 테이블은 확률 분포에 따라 서

로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표 3>은 LCEC에서 변환

계수 부호화에 사용되는 VLC 테이블을 나타낸다.

HM 1에서는 총 12개의 VLC 테이블을 사용하지만,

12번째 테이블은 변환 계수 부호화에 사용되지 않

기 때문에 11개의 테이블만을 나타내었다. 또한, 고

효율 설정에서의 변환 계수 부호화 방법과는 달리

변환계수를고정된지그재그주사를이용하여주사

한다. LCEC는 기존 엔트로피 부호화 방법과 다르게

크게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문맥 적응성

향상, 변환계수부호화방법이이에속한다.

일반적으로 엔트로피 부호화는 다른 부호화 기술

들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개발되어야 하지

<그림 10> HM 1에서 변환 계수 값과 변환 계수 부호 정보가 분리된 형태

Code  Number VLC0 VLC1 VLC2 VLC3 VLC4 VLC5 VLC6 VLC7 VLC8 VLC9 VLC10

0 1 10 100 1000 10000 10 100 1000 1 100 1 

1 01 11 101 1001 10001 11 101 1001 01 1010 010 

2 001 010 110 1010 10010 010 110 1010 00 1011 011 

3 0001 011 111 1011 10011 011 111 1011 11000 00100 

4 00001 0010 0100 1100 10100 0010 0100 1100 11001 00101 

5 0000001 0011 0101 1101 10101 0011 0101 1101 11010 00110 

6 00000001 00010 0110 1110 10110 00010 0110 1110 11011 00111 

7 0000000010 00011 0111 1111 10111 00011 0111 1111 11100 0001000 

8 0000000011 000010 00100 01000 11000 000010 00100 01000 11101 0001001 

.. ... ... ... ... ... ... ... ... .. ...

<표 3> HM 1 LCEC의 변환 계수 부호화에 사용되는 VLC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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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LCEC는 H.264/AVC부터 사용되던 CABAC과

는 달리 초기 TMuC에 통합될 당시부터 안정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LCEC는 여러 번의 단계 (phase)를

거쳐서 개선되었으며, HM이 개발됨에 따라 계속해

서개선되어질예정이다[14].

1) 문맥 적응성 향상

LCEC에서는두가지의향상된문맥적응성을제공

한다. 첫번째로<그림11>과같이구문요소당적응

적정렬테이블(adaptive sorting table)을이용하여자

주 발생한 심볼 값에 작은 길이의 코드워드 (shortest

codeword)를할당하여부호화효율을향상시킨다.

적응적 정렬 테이블을 이용한 복호화 과정에 대해

서설명하면, 먼저이진코드워드(binary codeword)

를코드 번호(code number)로복호화한다. 이후역

정렬 테이블 (inverse sorting table)을 통해 테이블

색인 (table index)를 결정하고, 테이블 내에서 결정

된 테이블 색인을 바로 위의 테이블 색인과 변경한

다. 이때, 테이블 전체에 대해서 정렬하지 않고 2개

테이블 내 엔트리 (entry) 에 대해서만 변경하기 때

문에 저복잡도로 수행될 수 있다. 이로써 자주 발생

하는테이블색인은테이블에서위쪽에위치하게되

어짧은길이의이진코드워드로부호화될수있다.

두 번째로 특정 구문 요소를 부호화할 때 이전에

부호화된 해당 구문 요소의 심볼 값에 따라 적응적

으로 결정된 VLC 테이블을 이용한다. 이때, 12개의

VLC 테이블 중 어떤 테이블을 사용할지는 미리 정

의되어 있으며, 심볼 값의 예상 확률 분포를 고려하

여테이블이결정된다.

언급된 두 가지의 문맥 적응성 향상 방법은 변환

계수를부호화하는데사용될뿐만아니라부호화유

닛 및 예측 유닛 내의 구문 요소들을 부호화하는데

사용된다.

2) 변환 계수 부호화

변환 계수 부호화 방법은 런 모드 (run mode)을

통해 연속되는 0의 값과 변환 계수를 효율적으로 부

호화하며, 누적된 변환 계수 레벨 값이나 변환 계수

<그림 11> HM 1 LCEC의 적응적 정렬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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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위치에따라차후레벨모드(level mode)을통해

상대적으로저주파수영역에모여있는변환계수를

부호화한다. LCEC의 변환 계수 부호화는 4x4 변환

유닛과8x8 변환유닛의변환계수의부호화에대해

서만 수행한다. 이때, 8x8 변환 유닛보다 큰 변환 유

닛에 대해서는 저주파수 8x8 영역에 대해서만 부호

화한다.

변환 계수 부호화 방법은 아래의 <표 4>와 같은

순서대로수행된다. 보다상세히설명하면, 먼저2차

원 변환 유닛을 지그재그 주사를 이용해서 1차원 변

환 계수 배열로 전환한다. 그리고 1차원 변환 계수

배열에서 지그재그 주사 순서의 역 순으로 가장 높

은 주파수 성분을 가진 변환 계수부터 부호화한다.

즉, 1차원 배열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변환 계

수부터 부호화한다. 이때, 마지막 변환 계수의 변환

유닛 내 위치와 해당 변환 계수의 절대값이 1보다

큰지 아닌지에 대한 플래그를 하나의 심볼 값으로

부호화한다. 즉, 심볼 값들에 대한 결합 확률 (joint

probability)를고려하여부호화한다. 마지막변환계

수의 절대값이 1보다 클 경우, 해당 변환 계수의 남

은 크기와 변환 계수의 부호 정보에 대해서 하나의

심볼로 부호화하며, 마지막 변환 계수의 절대값이 1

인 경우 부호 정보만 추가적으로 부호화한다. 다음

으로 1차원 변환 계수 배열 내에서 마지막 변환 계

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환 계수를 부호화해야 하는

데, 먼저런모드를통해서역순으로부호화한다. 런

모드는 특정 변환 계수 이전에 연속된 0의 개수와

해당 변환 계수의 절대값이 1보다 큰지 아닌지에 대

한 플래그를 하나의 심볼로 부호화한다. 이때 역시

변환 계수의 절대값이 1보다 클 경우, 해당 변환 계

수의 남은 크기와 변환 계수의 부호 정보에 대해서

하나의 심볼로 부호화하며, 변환 계수의 절대값이 1

인 경우에는 부호 정보만 추가적으로 부호화한다.

만약 런 모드에서 부호화한 변환 계수의 절대값이 1

보다 클 경우, 부호화 모드가 레벨 모드로 전환된다.

마지막으로, 레벨 모드에서는 0의 값을 가진 변환

계수를 포함해서 역 순으로 변환 계수의 값과 변환

계수의 부호 정보를 부호화한다. 이때, 변환 계수의

단 계 부호화해야할정보

1. 지그재그주사를이용해서2차원변환유닛을1차원변환계수배열로전환

2. 마지막변환계수에대한부호화 1) 1차원배열에서마지막변환계수의위치

2) 마지막변환계수의절대값이1보다큰지아닌지에대한플래그

2-1. 마지막변환계수의절대값이1보다클경우 1) 마지막변환계수의값

2) 마지막변환계수의부호정보

2-2. 마지막변환계수의절대값이1인경우 1) 마지막변환계수의부호정보

3. 남은변환계수에대한부호화(런모드) 1) 런의개수

2) 변환계수의절대값이1보다큰지아닌지에대한플래그

3-1. 변환계수의절대값이1보다클경우 1) 변환계수의값

2) 변환계수의부호정보

3-2. 변환계수의절대값이1인경우 1) 변환계수의부호정보

4. 남은변환계수에대한부호화(레벨모드) 1) 변환계수의값

2) 변환계수의부호정보

<표 4> HM 1 LCEC의 변환 계수 부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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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과 변환 계수의 부호 정보는 하나의 심볼로 부호

화되지 않고, 분리되어 부호화된다. 즉, 변환 계수의

값이 0이 아닌 경우에만 부호 정보가 추가로 부호화

된다.

4x4 변환유닛과8x8 변환유닛에대한변환계수

부호화방법은크게다음과같은공통점과차이점을

가진다. 먼저, 공통점으로 4x4 변환 유닛과 8x8 변

환 유닛의 런 모드에서 절대값이 1보다 큰 변환 계

수를 부호화하면, 더 부호화해야 할 변환 계수가 있

을 경우 부호화 모드가 레벨 모드로 전환된다. 또한,

4x4 변환유닛과8x8 변환유닛의레벨모드에서변

환 계수 값이 특정 임계치 (threshold)보다 높을 경

우, 임계치에 따라 미리 정의된 VLC 테이블을 이용

해서 변환 계수 값을 부호화한다. 반면에, 차이점은

4x4 변환 유닛은 <표 4>의 2단계에서 첫번째 문맥

적응성 향상 방법을 사용하지만, 8x8 변환 유닛은 <

표4>의2단계에서첫번째문맥적응성향상방법과

두번째 문맥 적응성 향상 방법을 모두 사용한다. 그

리고세부적으로마지막변환계수에대해부호화할

시에어떤VLC 테이블을사용할지에대해서선택하

는방법은4x4 변환유닛과8x8 변환유닛에서차이

점이 있다. 예를 들어, 마지막 변환 계수를 부호화할

때 8x8 변환 유닛 내에서 부호화 할 변환 계수가 휘

도 (luminance) 성분인지 색차 (chrominance) 성분

인지에 따라 선택되는 VLC 테이블이 다를 뿐만 아

니라 8x8 변환 유닛이 포함된 슬라이스가 화면 내

슬라이스인지 화면 간 슬라이스인지에 따라서도 선

택되는 VLC 테이블이 달라진다. 이는 8x8 변환 유

닛의 경우, 4x4 변환 유닛보다 부호화해야 할 변환

계수가 포함된 변환 유닛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

는것임을알수있다.

IV. 결 론

지난 3회에 걸쳐서 진행된 HEVC 표준화에 제안

되고 있는 엔트로피 부호화 기술 중 변환 계수 주사

기술, 병렬문맥처리기술, 변환계수부호화기술과

HM 1에 포함된 고효율 설정의 엔트로피 부호화 기

술인CABAC의변환계수부호화방법, 저복잡도설

정의엔트로피부호화기술인LCEC의변환계수부

호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고에서 살펴본 기

술 동향 및 분석을 통해서, HEVC 표준의 변환 계수

부호화 기술은 고효율 설정 및 저복잡도 설정에 따

라 부호화 효율 및 계산 복잡도 측면 뿐만 아니라 병

렬화, 처리량, 메모리 요구량 등을 고려하는 효율적

인설계가필요함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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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 Texas A&M University Dept. of Electrical Engineering 박사

- 1983년 ~ 현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방통융합미디어연구부장

- 주관심분야 : 디지털 방송 기술, 3DTV 방송, UHDTV 방송, Audio 및 Video 압축 부호화, 멀티미디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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